
現代 美뿔哲-뿔 

---論理3 言語 그리 고L 價f直---

藥> rm 賢
(서 울大 人文大 哲學科)

R。 뿔뿔寶멸웰 웠相寶훌웰 

現代美國哲學의 主流가무엇이냐는 물음에 대해 우리는커다란 주저없 

이 分析哲學이라고 디}탑할 수 있을 것야다。 따라서 現代美國哲學의 爭

點이 무엇인가 하는 블음은 分析哲學의 主훌爭點이 무엇。1 냐는 블음으로 

먼역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課題는 우선 美國의 哲學的 簡統에 있 

어 서 分析哲學이 차지 하고 있는 史的 位置를 點檢한 후 分析哲學의 뿔 

想的 基調를 살펴 보고9 最近에 分析哲學 안에서 문제되는 主要爭點들이 

무엇인가를 탐색해보는 일이다-

10 훌훌뿔寶擊!?I 傳續

그러면 우선 美國의 哲學的 傳統이 어떤 형태로 分析哲學이 라는 커다란 

산맥에 와 닿는자를 權觀해보자。 영국 식민지 시대에 미국인의 意、識世界

를 쩌배한 것은 淸敎徒의 信降3 즉 칼빈주의 神學思想이었다. 이러한 時

代意識을 哲學的으로 表現하고 옹호한 사람이 Jonathan Edwards(I7031"'V 

1758)였다。 그는 哲學的 觀念論의 장치를 이용하여 그 당깨의 美國的 體

驗을 哲學的言語로 변용시컨 當代의 가장 卓越한 思想家야자미국의 最

初의 體系的 哲學者라 할 수 었다. Edwards 이후 미국인의 意識世界를 

지배한 커다란 사상적 산맥은 Loc값e와 Montesquieu의 계봉사상에 감화받 

은 Je:fferson, 판aine， Joel Barlow플 대 변자블로 삼는 政治哲學思、想이 다。 

이 政治哲學은 바로 머국의 建國理;옮의 뼈대블 형성한 것으로y 自然權은 

社홈正義의 土臺이며 政府논 그러한 自然權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人廳的 훨約이라는 것야 그 뿔想의 골자라고 볼 수 있다. 이 정치철학 

사상왜 뒤 를 이 어 나다난 사상이 Transcenden talism이 다. 

Transcendentalism은 19世紀 머 국의 %1的 運動의 가장 푸드러 진 表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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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었 다. Emerson, 없lOreau， Channing, Parker를 그 대 변 자로 하는 이 

思想、的 運動은 칼반주의에 깃들인 염세적이며 병리적인 요소에 대한 유녀 

테 리 안의 反動에 크체 영 향을 받았다. 이 사상적 운동에 속한 사람들은 

여러가지 다양한 견해플 가지고 있었으나 그 思想의 共分母는 훌理는 

그 어떤 신벼적 直騙에 의해 획득될 수 있다는 신념과 道德的 理.想主義

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感性의 開放性을 옹호하꾀 종교적 낙관 

주의의 성향을 띤다e 

돼T. τ. Harris를 그 옹호자로 하는 思辯哲學(Speculative philosophy)과 

Josiah Royce블 그 옹호자로 하는 組對的 觀、念論의 짧、想的 물-결 야 τran

scendentalism을 둬 이 어 나다난다 , The Journal of S.엄eculαtive P hiloso엉hy 

0897"-' 1893) 략는 미 국의 최 초의 첼 학장자 는 이 時짧의 철 학을 가 록하 

는 철학적 문헌이다e 

20世紀에 들어서서야 바로소마국철학의 황금시대가펄처진다。 미국의 

토양에서 움튼 마국의 g生的哲學이 대두하기 시작하는 째가 바로 20世

紀이기 때문이다. Pragmatism은 바로 그려한 미국의 自生的 哲學외 標

本으로 제시된다。 엄격하게는 맡ragmatism의 출현은 1878 년에 발표된 

c. 앙. Peirce의 論文 “ How To Make Our Ideas Clear" 에 의 해 이 룩된 다。 

이 논문은 人間의 사고와 언어사용의 현상에 관한 규명을 그 목적으로 

삼고 있 다. Peirce의 Pragmatism은 말의 意味는 그 말이 사용되 어 나타 

냐는 「실제 적 효과J (practical effects)라는 意味論이 다。 Peirce의 論理的

-意味論的 Pragmatism은 ￦。 James2l Pragmatism엔 道德과 宗敎的

思、想、의 評價는 그것 이 지 니 는 「싣제 적 결 과J (practical consequence) 나 

「有用뾰J (usefulness) , 흑은 1ft用姓J(workablity)에 외 거 해 야 한다는 

싶천적 문제에 관한 멍、想으로 탈바꿈-되었다. J. Dewey에 었어서 Prag

matism은 人間의 思考의 성 격 에 관핸 -‘般論요로y 事實쓸 담구하는 科

學과 輪理는 모두 꺼、“間이 문제상황에 부딪쳐 그 운제상황에 대처해 71-는 

하나의 處方-즉 하나의 遭圓(instrument) 라는 lnstrumentalism을 의 미 

하는 것이었다。 Pragmatism은 마국의 역사의 어느 시대의 哲學이라기 

보다는 마국척 체험의 그 어땐 共分母블 나다내는 철학적 표현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Pragmatism의 學問內的 공헌은 전통적 형이상학의 붕괴를 째촉하는 

것이었으며 볍률， 정치， 역사9 교육 등 타학문에 지대한 영향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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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 이 다. Pragmatism의 思想的 生命은 Dewey (1859'" 1952)의 生灌와 

그 운명 을 같이 하지 않는다‘ C. I. Lewis (1883'" 1964)를 기 점 으로 하여 

시 작되 는 Conceptual Pragmatism은 Rudolf Carnap, Charles Morris를 거 

쳐 Ernest N agel과 w. V. Quine과 같은 오늘의 미 국철 학계 의 巨星들의 

사유의 밑바닥을 흐르는 底流를 형성하고 있다。 

20世紀 초엽 에 R. B. Perry와 ￦. 맡. Montague를 중점 으로 한 New 

Realismol 미국철학계에 출현하였다. 이 新實在論은 物質的 對象이 객관 

적으로 존재한다는 일상인의 신념을 옹호하는 철학적 입장이다‘ 新實在

論에 대 한 비 판세 력 으로 Critical Realism이 나타났다， 批判的 實在論은 

우리가 직칩 물질적 대상들의 존재를 확인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에게 직접 주어진 것을증거로해서 간접적으로 확인할수있을뿐이라고 

주장한다. 新實在論은 우리 에 게 직 점 주어 진 것은 사물의 「本質」이 라고 

주장하는 Santayana등의 견해 와 직 점 주어 진 것은 感覺資料(sense-data)

라고 주장하는 A. O. Lovejoy등의 견해 로 나뉘 어 진 다-

N。 때Thi tehead (1861 ,,-, 1947)는 20世紀에 그 特有의 思辯的 哲學의 體

系를 세운 代表的 思想、家로 크게 注目할 만하다. 以上이 分析哲學 이외 

의 미국의 철학적 전통에 있어서 두드려친 사상적 맥락에 대한 개콸적 

전말서이다. 

2. ，￥折哲學일 설몇 

그러면 分析哲學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며 미국에 있어서의 分析哲學의 

展開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 왔는가 살펴보자。 

分析哲學은 現象學， 寶存主義 등과 함께 20世紀 哲學을 대표하는 하나 

의 哲學思懶이 다。 그러 나 현상학? 실존철학 등이 特定한 廳I熾 아래 규합된 

哲學者群에 의 해 제 창된 哲學的 思觀라고 한다면 分析哲學은 그러 한 공동 

의 목소리로 외치는 규합된 철학적 칩단의 塵物을 지시하는 명칭이 아냐 

다. 더구나 그것온 철학의 어떼한 탐구분야나대상을지시하는명청--

이 를테 면 言語를 탐구대 상요로 삼는 言語哲學(Philosophy of Language) , 

科學의 이론을 연구대상으로 삼는 科學哲學(Philosophy of Science) , 마 

음을 연구대 상으로 삼는 心理哲學(Philosoply of Mind)등과 같은 것--

이 아넘은 말할 것도 없다. 그것은 철학이 어떤 학문언가에 관한 물읍， 

즉 철학은 후헛을 대상으로3 화훨회1 수행되는 어떤 종류의 지척 작업인 
가에 관한 물음에 대하여 3 다음과 같은 대탑을 암암리에 혹은 명시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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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받아들이는 토대 위에서 수행되는 철학적 작업을 통플어 지시하는 명’ 

청이라고 봄이 다당하다@ 즉， 철학은 존재세계 자체를 직점 탐구하는 實

證的作業---개별적인 科學들， 物理學， 化學， 社會學1 경제학---이 아 

니라y 존재세계·블 탐색해내는 개월척 황응l 를 훈휴경호하는 꿇f훨s~ f후業 
이다. 이러한 哲學觀을 명시적￡로 제창한 사람은 넬리 알려진 바와 같 

이 Ludwig ￦i ttgenstein (1889 ,..."" 1951)이 다， 우리 가 여 기 서 分析哲學이 라 

고 말하는 것은 ￦ittgenstein과 그의 사상적 내용을 떠받들고 다니는 무 

리들의 목소리의 記錄에 한청된 명칭이 아니다@ 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分析哲學者라고 딱지를 붙이는 많은 사람들은 비트겐슈타인의 추종자가 

아닐 뿐 아녀라y 어땐 의미에새 그 신랄한 비판자들이기도 하다。 

哲學的 f힘業의 성격을 경험적앤 탐구와 구별하여 人間의 擺;急裝置에 

관한 論理的 作業으로 ℃녕시적A로 규정한 사람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Wîttgenstein이 지 만y 分析的 傳緣은 131 트겐슈타안의 스승이 었던 Go K 

Moore (l873rv 1958)1)와 Bertrand Russel1(l872rv 1970)2) 에 그 始源을 두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哲學親의 문제에 있어서는 아니라 하더라도 

論理思想의 面에 있어서 Gottlob Frege (l848rv1925)는 分析哲學의 傳結

樹立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3) 그러므로 우려 

는 分析的 簡純의 源、流로서 함rege-Russell-Moore의 系諸를 지 적 할 수 있 

음것이다. 

우리 는 저 源施에 始源을 둔 分析哲學의 큰 흐름-을 다음과 갇。1 類別

할수있을것이다a 

1) G. E. Moore의 주요저 술. Priηc행ia Ethica(Cambridge, 1903). Ethics(London ,_ 

1912) ‘ P hilosophical Studies(London , 1922). Some Mai영 딴roblems of Phi-
losophy CLondon 1953). P hilosophical Pαpers(London， 1959). 

2) B. Russell의 주요저 술。 Principles of Mathematics(Cambridge , 1903). Prin
cipia Mathematic，α 3 Vs. (Cambridge, 1910"'1913, wrÏtten with Whitehead) 
Logic αηd Knowledge(London , 1956). 0μr 짧'nowledge of Externαl 때Torld 
(Chicago, 1914). Aπ lnquiry into Meαηfηg and Trμth(New York, 1940). 
Humaη 꿇ηowledge， lts Scope & Limits(New York 1948). Mysticism and 
LogicCLondon, 1918). 

3) G. Frege의 주요저 술. Die Gruηdlegen der Arithmetik(translated by J. L. 
Austin as The Foundations of Arithmet잖， Oxford , 1950). Grundgesetze der 
Arithmetik. Translatioηsfroηt the P hiloso양hical Writings of Gott!ob Frege __ 
(Translated by P. Geach & M. Black , Basil Blackwell, 195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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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rege와 Russell의 論理思想、으로부터 댐T i ttgenstein의 前期思想。

(2) Wittgenstein의 前期思想、의 表現‘인 「論理哲學論政J(Tractαtαs Log

ico-Philosophicus, 1921) 에 영 향을 받은 論理實證主義(Logical Positiγg 

ism) 。

(3) G. E. Moore의 % 1fT的 方法에 영 향을 받은 後期 Wittgenstein의 멈 

想과 B 常言語學派(Ordinary Language School) 몇 後期實證主훌훌 科學哲

學g

3. 흉훌뿔빽 었면 Ái~쩔 %￥$뽑哲흩쩔옐 멸 7H 

美國에 分析哲學야 游Ã된 것은 1930年代 독일 나치 治下에서 避뭘해 

온 벼엔나學團의 템벼들야 大學로 美國땅에 定훌한 테 λ:1 "q 훗펙었다。 

용뼈dolf Carnap, 표-Ians Reichenbach, 환ülip 함rank ， 묘 lC힘ard von 1\짧ses" 

묘erbert Feigl, Carl Hempel, Alfred Tarski 퉁이 그 주요 엄불이 다-。 야 

들의 美國에의 定홉은 미국철학계회 판도를 근본적으로 바꾸어놓는 쫓질 

機7} 되었다。 1930年'""1940年代는 벼엔나학단의 論理寶證主議의 基本理

論에 대한 버판과 토론야 벼국철학계의 學問的 基調를 이루었다。 그핵 

나 미국의 哲學的 理論이 전적으로 비엔나학단의 思想、에만 의존해 있었 

던 것만은 아니었다。 논리실증주의의 科學과 論理에 대한 얘론과 흡사한 

이 론을 전개 한 미 국 태 생 의 C. L Lewis와 판。 맴1. Bridgman의 理論야 았‘ 

었다. 그리고 Carnap과 Ayer에 의해 전개된 가치에 관한 Emotiγe τhe

ory는 미 국 태 생 언 ε。 L Stevenson어I 의 해 말전되 었 다e 

닮옮￡뿔實證主義의 거센 파도가 밀려온 후， 1950rv60年代에는 後期벼트겐 

슈타안과 Moore 그리 고 J. L. Austin의 思想의 영 향을 받은 哲學者들어‘ 

고개 릅 처 들71 시 작했 다。 Max Black, Norman Malcolm, Alice Ambrose, o 

IVlorris Lazerowitz, 0。 효。 Bouwsm융 등은 그 태 표척 영뿔애 다。 

그래나 우리가 여기서 지척해야활 것은 위에 열거한 철학자들야 미국 

에 있어서 왔析哲學的 作業에 종사한 대표적 안물의 전부가 아니라는 점 

야다. 버엔나학단에 소속된 논리실증주의자들아 머국에 상륙한 후부터 

미국해 있어서의 分析哲學의 꽃이 피가 시작헌 것은 사실이나， 미국에새 

分析哲學的 作業에 종사해온 많은 철학자들여 논리실증주의의 追從者풀 

이 거 나 後期 Wi ttgenstein이 나 Austin아 퍼 뜨린 소위 自常言語學派의 題

施엎 것은 결코 아니다。 우리가 여가서 分析哲學者라고 부르는 상당하 
많은부분의 사람플은 위에서 言及헌 分析哲學의 셰 유형 중 그 어느 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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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속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理論들에 대해 비판적인 작업에 종사함 

으로써 그들 자신의 보다- 세 련되 고 튼튼한 哲學的 理論을 創出해 왔다. 따 

라서 미국의 分析哲學에 있어서 커다란 공헌을 해온 많은 철학자들은 

그 어떤 일정한 敎條的 原理에 매달런 사람들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이런 哲學者들이 오히려 미국의 分析哲學에 종사하는 A口의 다수를 구 

성 하고 있 다고 봄이 사싣 에 가까울 것 이 다. Vv. V. Quine, N. Goodman, 

E. Nagel, Vl. Sellars, R. Chisholm, M. Scriven, P. K. Feyerabend, 

H. Putnam, S. Kripke 등은 바로 이 런 제 3 의 系列에 해 당되 는 대 표적 

철꽉자들이 라고 볼 수 있다e 

4. 分析哲學와 主藝爭點들 
앞에 서 言及한 바와 같이 分析哲學은 哲學的 探求의 성 격 을 擺念裝置

에 대 한 論理的 分析으로 파악한다.Á間의 擺念裝置란 다름아닌 人間

의 릅語이다. 인간은 언어를 통해서 세계의 구조를 記述하고 섣명한다. 

뿐만 아니라 그 언어를 통해 가치판단을하며 언어를사용함으로써 일정 

한 행위를 수행한다@ 이러한 언어의 구조를 해명하는 것은 人間의 思考

의 論理的構造가무엇인가를밝히는것이 되며， }、間이 그자신을포함한 

世界의 모슴을 기술하고 설명하는 언어언 諸科學的 理論의 論理的 性格

을 밝히는 일이 된다. 또한 그것은 언어플 통해 이루어지는 운리적 행위 

의 이론적 성격을 규명하는 작업이 된다. 이것을 한마다로 표현하면 言

語의 明願化(clarification of language)作業이 다‘ 形式言語(formalized

language)에 대 한 論理的 규명 이 論理哲學이 요， 科學의 理論(언 어 )에 대 

한 논리적 규명이 科學哲學이며， 價f直言語에 대한 논리적 규명이 메타운 

려 학(Metaethics) 이 다. 이 렇 게 말하고 나면9 分析哲學은 종래 의 서 양철 

학사에 나다났먼 그 중요한 철학적 문제들을 모두 내던져버리고 별로 중 

요해 보이지 않는 문제들만을 붙들고 철학을 한다고 떠들어대는 것 갚이 

들럴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런 인상은 分析哲學의 참된 모습과는 거 

려가 상당히 떨어져 있다. 종래의 철학의 문제 가운데 상당히 많은 문제 

가 사싶은 論理的 性質을 지 난 문제 라는 것을 깨 닫고 나면 分析哲學의 

철학적 탐구기- 종래의 철학의 문제와 전적으로 다른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음이 분명히 이해될 수 있다. 물론 전통철학에서 다루던 문제 가운데 

사싣의 문제에 속한 것은 오늘에 와서 여러 경험과학의 영역으로 移管되 

어버런 것도 있다。 이런 점에서 전통철학과 분석철학은 하나의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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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점을 드러내고 있다。 分析哲學은 종래 「哲學」이 라는 하나의 이릅 멸 

에 大家族을 형성해온 人問의 純牌理論的 探求가 여러 分科科學으로 왔 

家해벼련 후에 나타난 哲學이라는 점에 주목활 펼요가 있다@ 그러묘로 

재래의 철학에서 다루어 오던 모든 문제가 그대로 오늘의 철학외 운제가 

될 수 없다。 재래에 철학적 문제라고 생각되었던 것이 이제는 경험과학 

적 문제로 새로운딱지가붙어 다루어지게 되는 문제들이 꽤 많기 때문야 

마@ 그렇다고 야렇게 경험과학적으로 다물 문제률을 종래의 철학에책 

추려내고 남은 문제가 호후 흔려쳐오로 다루어질 수 있는 「쓸만한 철학 
적 문제 J， r참￡로 문제가 되놈 철학적 문제」인 것은 아니다g ζL 7}웅더} 

는 문제로조차 성립되지 않는 것이 문제로서 제기된 것들둥 있다。 야 

렐 것들은 언어의 논리적 구조에 대한 오해에 그뿌리를 두고있는 것여 

라고 일찌 기 Wi ttgenstein은 지 적 했다。 언 어 의 논리 적 구조에 관한 、洞察

은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思考의 흔란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좋 수 

있다。 

分析哲學은 人問의 인식장치로서 그 어떤 特縣한 神秘的 흑윤 초월척 

直親을 철학의 學問世界 속에 끌고 들어오는 것을 거부한다. 그러한 特

珠한 인식방식에 의해 파악된 철학척 명제가 따로 있다는 생각을 分析哲

學은 거부한다e 그러묘로 과학적 명제에 대럽되거나모순되는 철학적 뺑 

제가 존재할 수 있다고 보자 않는다@ 철학은 어다까지나 論理的 探求요 

事實科學들에 대한 批判的 作業오로 야해된다。 事實科學에 대한 131 판적 

작업도 넓은 의미의 논리척 탐우이다。 이렇게 말하면 전통철학에 었얘 

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었던 운리의 문제가 分析哲學的 關

a입의 영역 밖으로 제거된 것은 아난가하는 의문이 생긴다@ 사실에 었애 

서 分뺨哲學의 초기 와 중가 9 축 Wi ttgenstein의 젠]期思想과 輪理實證主

義에 있어서는 倫理的 判斷의 基準을 제시하는 規範倫理學(Normative

표thics)의 문제는 哲學的 據求 領域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오직 規範倫理

學의 이론(=언어)에 대한 論理的 分析을 일삼는 메타윤리학(Metaethics) 

만이 철학의 所管事項 속에 포함되 어 있 었다。 야 런 사정 은 ￦ittgenste뼈 

왜 後期思想아 널리 논의되는 1950년代 이후에는 상당히 달라지채 되었 

다。 規範論理學의 가능성 을 모색 하기 위 한 기 초적 인 작업 이 용。 뼈。 묘are 

와 같은 사람을 위시하여 열심히 추구되어 왔다4) 그리하여 최근에는 챔 

극적언 규범윤리학적 작업￡ 分析哲學의 世界에서 논의획기에 어르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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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 Rawls의 A Theory 0/ Justice는 그 대 표적 사례 이 다. 
이 령게 볼때 「論理J ， r言語J ， r價f直」는 分析哲學的 關心을 표현하는 

낱말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1960年代를 전후한 美國의 哲

學的 爭點으로， 論理의 문제 에 는 量化樣相論理學(Quantifìed Modal 

Logic)의 문제， 즙語의 문제로는 다음과 갚은 것을 지적할수 있을 것이 

다. 科學哲學에 서 의 理論릅 語(Theoretical Language)와 觀察言語(Obser

va tion Language)와의 관계 y 心理哲學서는 心理言語(Mental Predicate) 

의 문제 를 중심 오로 제 기 되 는 心뭘의 문제 (Mind-Body Problem) , 言語哲

學의 둔제 에 있 어 서 는 言語行寫論(Speech Acts τheory)와 員理와 意味

의 문제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가치의 문제를 다루는 운리학과 

사회철학에서는 가치언어의 進行的 技能에 관한 문제와， 도덕적 추리 

(Mor떠 reasoning)의 문제， 그리고 正義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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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 것이다. 

II. 主흉휠 쩔좋뿔옮틀의 뻐 용 

1. 量1t樣相論뿔(Qua묘tified 뼈odal Logic) 

樣相論理學(Modal Logic)은 펄연성 (necessi ty) , 가능성 (possibility) , 불 

가능성(impossibility)과 그와 관련된 개념들의 논리적 특정들을 연구한 

다。 量化樣相論理는 量化論理와 樣相論理블 결 합한 것이 다. 이 양화양상 

논리 는 1940年대 초에 Ruth C. Barcan(지 금은 Ruth Barcan Marcus이 

다)에 의해 최초로 시도되었다。 5) 

Quine은 量化論理와 樣相論理를 결합하려는 양화양상논리학적 시도에 

대한 가장 간력한 비판을 제기하는 사람이다 6) Quine의 비판은 크게 두 

가지 방향드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樣相文服(Modal Context)은 指示模

爛(referential opacity)하다는 점이다. 둘째로 그러한 지시모호성을 벗 

어 나려 면 본질주의 (essen tialism)를 택 해 야 되 는데 그 본질주의 는 불합리 

하다는 것이다. 우선 잉:상둔맥의 지시모호성부터 살펴브지-。 

4) R. M. Hare의 주요저 술은 Language of Morals에xford ， 1952). Freedom 
and Reason(Oxford , 1963). 

5) R. C. Barcan의 논문. “Functional Calculùs of First Order Based on Strict 
Implication" , Journal of Symbolic Logic, Vol.l1. 1946, pp.1-16. 

6) From a Logical Point of View (1 961) 에 수록된 “Reference and Modality" 
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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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ne에 따르면 ? 주어 진 문맥 에 서 同一者代入 原理(principle of substi

tutivity of identicals) 가 성 럽 하지 않거 나 存在-‘般化(existential gener

:alization)가 성 럽하지 않을 때 y 그 문맥은 지시모호하다。 

(1) 휴성의 수는 9이다。 

(2) 9는 펄연적으로 7몹다 크다。 

위의 두 참된 문활해서 문장 (2)의 “9"대신에 문장 (1)의 “흑성의 수’9 

를 대입하면 다음과 같은 거짓된 문장 (3)이 만들어진다。 

(3) 휴성의 수는 펄연적오로 7보다 크다。 이것은 양상문맥에 同一者

代入原理블 적용했을 때 무의마한 문장이 산출됨을 보여주는 例證이다。 

그리고 존재일반화는 Fa그 (:Efx)Fx로 표현되는데 문장 (2)에 존재일반화 

플 적용하면 다음의 문장(4)과 같은 무의미한 문장이 산출된다。 

(4) (:Efx) (x는 필 연 적 오로 7보다 크다) 

그러묘로 양상문맥의 지시모호성은 두 개의 기준에 의해 분명해진 셈 

에다. 

Quine에 따르면， 양화양상논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존재론적 변칙이 

불가피하다。 그 존재론적 변칙은 두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 하 

나는 內包的 對象(intensional. object)만을 존재영역에 포함하는 길이며， 

다른 하나는 본질주의( essentialism)을 받아들이는 걸이다@ 첫먼째 방향 

은 Carnap, Church 등이 택했던 방향인데 존재영역을 개별자 개볍 

{individual concept) 이 나 성 질 (attribute) 따위 의 내 포적 대 상에 제 한함 

오로써 대상 X를 규정하는 어떠한 두 문장도논리적으로 同植(equiv

.alent)가 되게 하는 방식이다。 Quine의 의하면 이 러한 존재론 위에 선 

논리는 偶然的 員과 必然的 置을 구별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 

묘로 그것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Quine은 논증한다 7) 

물째 방향은 본질주의를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본질주의는 대상은 펄 

연적 속성과 우연적 속성을 가지는 것으로 파악한다. Quine에 의하면 g필 

연성은 우리가 사물을 말하는 방식에 속하는 것이요， 사물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 다 "8) 즉 口9>7는 옳으나 (a껴口(x>7)는 옳지 못하다。 따라 

서 “필연적 속성”이란 무의미한 말이 된다。 

이려한 Quine의 양화양상논리에 대한 비판은 다음과 같은 방식에 의 

7) Word αnd Object(MIT Press, 1960) p.197 ff 。 참조。 

8) 뼈Tays 01 Paradox(Random House, 1966) , pp.15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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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극복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양화논리에 대해서 Quine과 갚이 지샤 

적 해 석 (referential interpretation) 을 하는 대 신 에 다른 해 석 의 방식 을 

제시하든가s 사물에 대한 펄연성 (de re necessity)의 개녕 3 즉 필연적 속 

성의 개념을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意味論을 제시하든가 하는 두가지 

방안이 想定될 수 있다@ 

H. Leblanc의 質理f直 意味論(truth value semantics)은9) 前者에 속하 

는 대 표적 시 도의 하나이 며 S. Kripke의 可能世界 意味論(possible:

world semantics) lO)은 후자에 속하는 대 표적 이 론이 다. Leblanc의 置理f直

意、味論은 代入的 量化에 의존하는 의미론이다。 이것은 量化는 존채론에 

개업하게 된다는 量化에 대한 指示的 解釋을 가하는 Quine의 이론을 대 

치 할 히-나의 다른 가능성 을 제 시 하는 입 장여 다. Orenstein은11) 영uine의 

ontological commitment의 입 장을 비 판하면 서 量化 문제 에 있 어 서 “존재 

론적 해석을 받아들언다는 것은 그 언어의 능력을 손상시키는 것”이라 

고 말한다。 이렇게 논리와 존재론을 분리시키려는 시도위에서 이루어지 

는 것이 Leblanc의 의미폰아다@ 이것은 양상논리를 진리론을 배제한 하 

나의 순수한 추론의 형식적 체계로 해석하려 한다。 

Kripke의 可能世界 意味論은 본질주의를 옹호함으로써 量化樣相論理를 

수립코자 하는 야심에 찬 시도이다. Kripke의 어러한 시도는 그의 유명 

한 논문 “ Naming and Necessity" (1972)를 중심 o 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 

다。 Kripke는 「事物에 관해 필연성 J(de re necessity)을 말활 수 있는 논 

리적 근거를 「可能世界」라는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제시하려 한다， 

「사물에 관한 펼연성」의 개념은 필연적 속성이라는 개념으로 나타난 

9) 뾰. Leblanc, Truth- Value Se~엉αntics(North-Hol1and ， 1976). "Semantic Der
ivations" in Truth. Syntαx and Modality edited by Leblanc. “On Dispensing
with 맴lÍngs and ￦orlds" in Logic and Ontology, edited by 뼈unitz(New. 

York University Press, 1973). 
10) Saul Kripke의 다음 논문 참조. “Semantical εonsiderations on 聊odal Logic" 

in Refereηce and Modality edited by Linsky(Oxford University, 1971); 
“ Identity and Necessity" in Identity aηdlηdividuαtioπ edited by Munitz 
(New York University Press, 1971); “ Naming and Necessity" in Ser.얘anticS" 

of N.α$μral Language edited by Davidson and Harman(D. Reidel , 1972); 
“ Is There a Problem about Substitutional Quantification" in Truth αnå 
Meα싫ng edited by Evans & McDowell (Oxford Press, 1976). 

11) "'On Explicating Existence in Terms of Quantification" in Logic and On
tology, edited by Mun1tz. (UNU Press.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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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 개별자의 펄연적 속성은 그 개별자가 모든 가능한 세계에서 가 

지는 속성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口Fa는 “a는 모든 가능한 세계에서 훤 

를 지난다”로 읽을 수 있다。 그리고 「가능한 세계」의 개념은 실현될 수 

있는 사태의 칩합(a set of states of a표airs)으로 풀이될 수 있다。 

이 가능한 셰계의 개념이 불러 일오키는 문제는 첫째， 하나의 현실적 

인 개별자를 모든 가능한 세계에서 어떻게 identify할수 있는가 하는 것 

과y 둘째로 도대체 가능한 세계에서만 존재하는 개별자란 무엇을 뜻하 

는가 하는 물음이다Q 이러한 물음을 둘러싸고 D. Lewis는 counterpart 

theory를 내 세 워 그 의 문을 해 소하려 고 시 도한다 12) 

한마디 로 量化樣相論理學에 대 한 해 석 을 둘러 싼 Quine의 反論과 Quine, 
의 反論이 제기하는 문제블 극복할수 있는새로운 대안을 제시함오로써 

量化樣相論理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려는 노력은 오늘의 論理的 探求에 

있어서 가장 열띤 주제가 되어 있다。 Saul Kripke는 가능세계 의미론을 

내세워 양화양상논리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려는 서도블 함으로써 오늘의 

미국철학계의 커다란 관심을 모오고 있는 미국 철학계의 슈퍼스타이다δ 

2. 풀元主義(Red때￠뼈g빼S호뾰) 때 E뼈 학 풀非 

앞에서 지적한 대로論理實證主義는分析哲學의 발전의 두먼째 단계라 

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환원주의는 논리실증주의의 기본적 입장을 나다 

내는 주장의 하나이다。 分析哲學의 셋째 단계에로의 移行은 바로 이 환 

원주의의 극복이 그 하나의 계기를 형성한다。 그러면 환원주의의 골자 

는 무엇이며， 그것이 지난 이론적 난점은 무엇이라고 폭로되었으며， 그 

것은 어떤 방향A로 극복되었는가를 간추려보자e 

還元主義의 골자는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 모든 의미있는 언어(문장〉 

는 경험적 사실을 나타내는 진술(statement)로 환원될 수 있다. 실증주 

의 초기 이 론에 나타났던 檢證原理(the verihca tion princ뱅le)는 이 환 

원주의적 입장의 한 소박한 형태이다。 환원주의의 한 소박한 표현인 검 

증원리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난점을 가진 것오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한 문장은 그 문장이 분석적이든가 흑은 유한하며 논리적으로 

일관펀 (consisten t) 관찰문장의 집합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문장인 경 

우에만 경험척 의미를 지난다。 그러나 이러한 검증원리는 다음과 같은-

12) “Counterpart Theory and Quantified Modal Logic ,'’ Jour엉alof 합hiloso양hy"， 

Vol. 65. , pp.11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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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정틀이 논자들에 의해 지적되었다。 13) 첫째로 검증원리는 모든 全稱命

題와 일반법칙을 표현하는 문장틀을 의미없는 문장으로 배제해버린다. 

둘째로 검증원리는 논리적 選言(disjunction) 에 의해 연결된 모든 복합 

문장들9 예를 들면 pVq와 같은 것을 의미있는 문장오로 규정해주게 됨 

오로써 너무 지나치게 포괄적이다。 양Vq와 같은 형식의 복합 문장에서 

P가 참인 경우 φ가 어떤 문장이라 하더라도---이-무리 넌센스인 문장이 

라도---전체문장 pVq는 참이기 때문이다。 즉 pVq와 같은 문장은 @가 

참안 경우 빵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문장이다。 

셋째로 (요x)Fx의 형식을 지난 문장들은 (“F라는 성질을 가진 어떤 돼 

상 z가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 완전히 검증할 수 있으나y 그 문장외 

부정문장얀 (x)-1i'x는 완전캠증여 불가능하다。 이런 사싣은 논리학의 

근본원리에 어긋난다- 그 근본원리란 하나의 명제가 참이거나 거짓이면f 

그것의 부정명제는 거짓이거나 참이라는 것야다e 

(JIx) Fx와 같은 형식의 명제의 진위를 걷증에 의해 기-렐 수 있다면， 

그 부정명제인 (x)-Fx도 위의 논리의 근본원리에 따륜다면 자동적으 

로 그 진위블 결정활 수 있다. 그러나 검증원리에 따르면 (x)-F.χ와 

갚은 형식의 문장은 진위블 가릴 수 없다. 이러한 사싣은 검증원리의 ;블 

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하튼 이런 검증원리를 내켈었던 논리싣증주의에 따르면 모든 과학 

의 이 론적 언 어 (theoretical sta temen t) 는 관찰적 언 어 (observation state-

ment)로환원될 수있을때그의미를확보한다. 이런주장은검증원리 

릅 의미있는 진술의 기준으로 내세우는 논리싶증주의가 과학의 이론적 

진술블의 유의미성을 설맹하는하나의 방식으로채택한 이론적 전략이었 

다， 이 전략에 따르면 이론적 진술은 관찰적 진술과 엄격허 구별되며， 

이론적 진술이 의미를 가지게 되는것은관찰적 언어로 환원되든가그 어 

떤 논리적 연관을 갖게 됨&로써이다。 그논리적 연관이란 對應規則(cor

respondence rule) 흑은 해 석 규칙 (interpretation rules) 이 라고 부르는 일 

련의 규칙에 의해 이론적 언어기- 관찰적 언어와 짝짓게 됨￡로써 이론적 

언어가 경험적 토대 위에 선 것이 밝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13) C. Hempel의 논문 “ Problems and Changes in the Empiricist Criterion of 
Meaning" in Semaηtic aηd the Philosophy of Langααge edited by L. Linsky 
(Illinois University Press, 195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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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환원론에 대해 정면으로 도전한 논문이 Quine의 「경험론의 두 

깨 의 교설J (Two Dogmas of Empiricism, 1951)이 었다。 14) Quine의 이 

녁논문은 反還元主義의 노선을 천명 한 선구적 문헌의 하나이 다。 Quine얘 

。1 논문 속에서 주장한 논점은 검증원리가 내세우는 두 가지의 주장 즉g 

분석맹제와 종합명제가 엄격히 구별된다는 생각과 종합명제는 경험적 확 

미를 지난 문장으로 환원될 수 있을 때 의미블 지다게 된다는 생각은 모 

두 경험론의 도그마일 뿐y 엄밀히 따져보면 그 허상이 드러난다는 것 

이 다o Quine은 환원론을 대 치 할 이 론으로서 Duhemian Holism을 옹호 

한다。 과학의 개념들은 그것이 경험적 사싣을 나다내는 말들과 쩍자어 

연결되묘로 의미를 가진다기 보다는 과학의 전체적 야론적 블 안에서 그 

의미가 밝혀진다。 그렇다고 과학의 이돈이 경험세계와 아무 상관없야 

구축되는 것이라고 Quine은 보지 않는다。 그것야 경험세계와 만냐는 것 

은그이돈의 가장자리일 뿐이라는 것이다. 

Quine을 선두로 하여 시 작된 反還元主義의 거 센 파도는 미 국의 과학철학 

의 새 로운 조류를 형 성 하기 에 이 른다。 圓anson15) ， Feyerabend,16) Achin

stein, 17) Kuhn18) 등은 이런 노선을 따료는 주요한 인물들어다。 還元主義

에 대한 시비와 관련하여 문제되는주요쟁점은첫째로， 이론언어와관촬 

언어의 구별의 문제 s 둘째 과학적 언사의 의미보존(meaning invariance) 

문제 9 셋째 과학적 지식의 발전 내지 변화의 문제로 대별활 수 있을 것 

갚다。 아론언어와 관찾언어의 구별의 문제부터 살펴보자。 앞에서 지적 

한 대로 논리싶증주의는 우선 이론적 언어와 관찰언어 사이에 구별야 명확 

히 있음을 주장하고， 두 언어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블 밝히려 하였 

다。 그러나 환원주의에 회의를 표명하는 새로운 세력은 도대체 어떤 

이폰과도 무관한 순수한 사싶만을 기록하는 관찰적 언어지- 가능한가 하 

는 의문을 제가한다c 우리가 어떤 사실을 사살로서 파악하가 위해서는 

일정한 개념적 틀을 배경으로 해서만 가능하다고 반환원주의자들은 펴-악 

한다。 그런데 그 일정한 개념적 플이란 설사 명시적으로 짜여진 이론적 

14) From α Logicα1 P oint of View에 수록되 어 있 음. 
15) Patterns of Discovery. 
16) “Explanation, 묘eduction and Empiricism’" Miηnesotα Stμdies 싫 the Phi

losophy of Scïence , Vol. m pp.28""97。

17) The Concept of Science。

18) The Stγμ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εhicago， 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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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은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현상을 무엇으로 파악하게끔 하는 관찰을 위 

한 플을 말한다. 어떤 현상이 어떠어떠한 사싣로서 파악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플 안에서 보았을 때에만 가능하다. 사싣의 서술이란 「이론의 등 

에 엽혀서 J (theory -laden) 이루어진다‘ 그러묘로 아무런 개념의 틀이나 

이론의 제약을 받지 않은사싣 그대로를기록하는관찰문장이란존재하지 

않는다. 관찰언어란 그러묘로 아무런 이론과도 무관한 것일 수 없다. 

따라서 관찰언어와 이론언어블 명확히 구별하는 것은 근본적￡로 인간 

의 인식에 대한 소박한 사유에 토대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구벌을 전 

제로 하고 이론언어의 유의미성을 확보하기 위한 方策으로 관찰언어에로 

의 환원을 논의하는 것은 헛된 시도이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개념 형 

성의 문제에 있어서 전통적인 경험론적 발상이 극복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전통적 경험론의 발상이란 우리의 관념이란 대상의 성질을 반 

영하는 감각적 재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생각을 말한다. Kant 

는 일찌기 인간의 의식에 있어서 객관적 소재 이외에 인간의 사유능력 

자체에 속하는 요소의 역할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반환원주의의 움직 

임은 그러한 칸트적 색 Z갈이 조금 채색되어 있음을 우리는 감지할 수 았 

다. 만환윈주의자들은 관찰은 이론에 의존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강 

촉하고자 한다. 

따라서 관찰언어의 의미가 說明(explanation)과 理論들 사이의 還元過

뿔에 있어서 항상고정되어 있다는논리싣증주의자의 견해는옳지 않다고 

비관자들은 주장한다. 관찰은 이론의 틀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묘로 

관찰언어는 그 관찰에 밑밤침되어 있는 이론속에서 그의마가제 위치블 

찾을 수 있다. 따라서 관찰언어의 의미가 설명체계와 이론들 간의 환원 

에 있어서 그대로 고정되어 보존된다고 볼 수 없다. 

마지막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과학이론의 변화내지 말전을 어떻게 불 

것언가 하는 것이다， 논리싣증주의에 대한 비판자들은 주장하기를 화다 
의 관찰적 재료에 대해서 서로 상이한 두 가지의 이론이 가능하다. 이것 

이 뜻하는 것은 어떤 이론이 말하는 바가 관찰적 자료의 내용의 냄휘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며 9 이것은 다시 어떤 이론의 진위가 관찬 

적 자료에 의해 -義的으로 결청되기 어려움을 말해준다a 전통적인 견해 

에 따르면 기성의 과학이론이 새로운 이론에 의해 대치되어 가는 과정은 

하나의 축적적 과정이라고 보았다。 이러한축적적 성창과정으로보는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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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의 밑바닥에는 하나의 관찰적 자료에 대해서는 오직 하나의 이돈만이 

가능하다는 견해가 자리장고 있다。 그러나 하나의 관찰적 자료에 대해 

여러가지 상이한 이론의 구성이 가능하다면y 하나의 이론이 다른 이론에 

의해 교체되는 과정윤 단순한 지식의 축적성장으로 보기는 어려운 일일 

른지 도 모른다。 Thomas Kuhn은 그러 한 이 론의 교체 과정 을- paradigm 

:shift 과정 우로 이 해 했 다. paradigm shift 꽉정 을 그는 지 각현 상에 있 어 서 

의 gest빼t shift와 유사한 현상으로 해 석 한다。 gestal t shift란 동일한 

관찰적 자료를 어떤 형태로 보느냐 하는 시각에 따라 전연 다릎 사물로 

보이는 현상을 말한다. 이론이란 주어진 현상을 무엇오로 파악케 하는 

관념의 블로서 어떤 관념의 플에 넣어 보느냐에 따라 동일한 현상야 달 

리 파악되는 것이라고 Kuhn은 본다。 과학이론의 교체과정은 그러묘로 

관찰적 자료에 의해 -義的오로 결정되는 시-건이 아녀라， 서로 세계릎 달 

리 해석하는 관념의 블을 가진 사람들 사이의 세력의 싸움으로 Kuhn은 

파악한다。 그것은정치적 혁명과도유사한혁명적 사건이다。 기존의 이폰 

이 새로운 이론에 의해 대치되는 과학혁명은 관찰적 자료의 심판에 전적 

￡로 의존하지 않는다- 거기에는 과학자공동체릎 구성하는 여러가지 사 

회적 요인이 무시못할 정도로 개입되어 있다고 표uhn은 본다. 그러묘 

로 과학이론의 성장이란 축적적 발전이라가 보다 非連續的인 과청오로 

파악된다. 이러이러한 방식오로 세계를 보는 블에서 져러져러한 방삭 

오로 세계를 보는 관념의 플로 교체되는 것이 과학적 이론의 성장과청 

으로 이 해 띈다。 Kuhn의 이 러 한 Paradigm theory는 특히 사회 과학자들 

에게 커다란 영향을 깨쳤다。 19) 

$。 언없행위롤파 탤휠생엉 01롤 

분석철학에 있어서 가장주요한관점의 하나는언어의 참된 구조가무엇 

아 냐 하는 것 이 다。 일찌 기 Wi ttgenstein은 그의 초기 사상을 칩 약한 Trαc

캉αtus Logi，ε0-P hilosophicus에 서 언 어 의 본질은 세 계 의 寫據(Bild， Picture) 

인 데 있다고 천명했다- 언어가 언어 구싣을 하게 되는 것은 언어가 세계 

의 모습을 드러내주는 세계의 그림의 역할을하는데 었다는 것이다。 언 

어의 구조는 세계의 구조와 對應關係에 있다。 달려 표현하면 언어가 지 

난 論理的 構造는 그것이 나다내는 책관적 세계의 구조와 동일하다。 야 

19) Kuhn의 이 론에 대 한 비 판적 논의 를 위 해 서 는 Lakatos & Musgrave, Critic
tSηz and the Growth of Knowledge, (eds.) (Cambddge, 1970)을 참조활 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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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한 구조척 통일정이 바로 언어가 세계를 묘사해줄 수 있는 근거가 된‘ 

다. 이 러 한 Wittgenstein의 언 어 관이 논리 실증주의 자들에 의 해 서 경 험 론 

적 색켈로 채색되어 수용되었다- 그리하여 논리실증주의는 언어는 사설을 

記述하는 내용을 가칠 때만 의미있다고 보았다. 그들은 그려한 언어의 의 

벼 플 언 식 적 의 벼 (cognitive meaning) 라고 부르고， 이 러 한 인 식 적 의 비 

를 가진 언어만이 置倒로 판가름될 수 있는 과학적 언어가 될 수 있다고 

주창하였다。 종래 형이상학과 윤리학， 신학의 문장들은 엔식적 의머플 

갖치 않은 언어로 진단되어 의미있는 논의의 영역으로부터 배제되었다. 

버 트겐슈다언은 그의 후기 저 작언 「哲學빠究J(Philosophicα1 Lηψestiga

tions, 1953)에서 언어에 관한 새로운 視角의 지평을 열어 놓았다. 그가 

그의 전기 저작에서 언어의 본철음 세계묘사적 기능에서 찾으려 했다면， 

그의 후기 저작에셔 그는 언어에 그 어떤 하나희 본질척 치등이 있다는 
견해블 배격한다‘ 언어의 찬펀 모숨은 그것이 언간의 삶의 문맥속에서 

아떻게 사용되느냐 하는 지각에서 캠토되어야 한다고 그는 보았다. 말하 

자면 그의 전기 사장이 언어의 모줍을 섣채세계와의 묘사적 관계 속에서 

퓨명하려 했다면， 그의 후기 사상은 언어를 언어의 창얀자요 사용자인 언 

간의 삶의 문맥 속에셔 그다양한모슬을규명하려 했다고볼수있다. 그 

깐테 언간의 삶의 문맥 속에서 쓰여지는 언어는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 

하는 이른바 일상언어 (ordinary language) 이다. 후기 버트겐슈타언에 의 

하면 이 일상언어가쓰이는 방식은다양하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열상척 

으로 사용하는 말은 여러가지 목적으로 쓰언다。 말은 주어진 사건이나 

현상을 묘사하거나 기숭하는데만 사용되는것이 아니다. 그것은 명령하 

는 데도 사용되며， 보고하거나 추측하는데도사용되며 농담을 하며， 요 

구하며， 인사하며 기도하는 통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된다. 언어는 마치 

도구의 용-볍만큼이나 다양하게 쓰인다(P. I. ~23). 따라서 언어의 정격을 

오직 셰계묘사적 기능에서만 젤명하려 하는 Wittgenstein 차신의 초기 사 

상이나 논리섣증주의의 견해는 지나치게 경직펀 견해라고 후기 벼트겐슈~ 

다언은 진단한다。 그러묘로 언어가 사용되는 어떤 한 가지 방직， 이를테 

면 묘사적 기능만을 언어의 참된 모줍언 양 파악하여 그 이외의 언어의 

쓰엄새를 정당치 않은 것으로 벌어 제쳐놓는 것은 온당치 않다， 

vVittgenstein은 그리하여 언어와 그 사용에 있어서 결부되어 있는 행위 

블 하나의 묶음으로 파악할 것을 제 안한다. r말놀이 J (1anguage-game)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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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그러한 말과 행위가 결합된 하나의 묶음을 지시하는 말이다. 여 71 

서 우려는 언어가 하니-의 행위라는 시각 속에서 파악되고 있음을 엇볼 

수 있다. r말놀이」라는 행위는 규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행위다. 바로 

이 규칙이 말놀이의 운행을 좌우하는 근거요s 그것이 다릅아닌 말의 

論理이 다。 비 트겐슈타인의 초기 사상과 논리 실증주의 는 묘사적 기 능을 효F 

는 서술문， 즉 진술(statement)만을 의미있는 언어로 받아들었었다。 그→ 

러나 후기 비트겐슈타인의 언어관에서는 그런 경직성이 제거되었다。 모 

든 언어사용이 그 나름의 논리구조를 지녀고 있다. 이런 견해는 분석철 

학자들에게 철학적 논의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놓은 셈이 되었다. 윤리적 

문장과 신학적 문장들이 새로운 빛 아래서 이해될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그것 이 다。 물론 J. L Austin의 rHow to Do Things with 1iVoγdsJ (1962} 

도 언어사용의 다양성과 언어사용을 하나의 행위로 보는 시각을 개척한 

선구적 작엽이다. 

이러한 언어에 대한 새로운 점근법은 19601효대를 전후하여 미국의 언 

어 철학의 주된 관심 거 리 의 하나였다。 John Searle의 Speech Acts(1969) 

는 이 러 한 관심 의 소산이 며 ? ￦illam 맘。 Alston이 의 미 룰 illocutionary' 

acts로 분석 하려 는 시 도도 그 다른 하나의 표현이 다。 20) 

이려한 시도들로부터 얻은 중요한 열매의 하나는 가치언어의 성격에 

대한 새로운 규명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뒤의 윤리의 운제에서 좀 

더 언급하겠다。 그리고 비트겐슈타인의 후가 언어철학이 남긴 영향은 

운리운장， 나아가 운리이론의 재구성에 한정되지 않는다。 앞에서 우리 

가 잘펴 본 反還元主薰의 저변에 흐르는 사고 속에는 언어의 논리적 성걱 
을 인 간의 삶의 형 식 (forms of life)과외 관련 속에 서 보려 는 벼 트겐슈 

타인의 영 향이 강하게 지배하고 있다。 Hanson， τoulmin21 ) 은 그 뚜렷 

한 경우이다。 그리고 초기 논리싶증주의에 의해 배제되었던 신학외 영 

역이 종교언어에 관한 일상언어적 접근에 의해 새로운 빛 아래서 논의되 

게 되었다e 그리고心理哲學(philosphy of mind)의 문제에 있어서도 일상 

언어적 칩근이 시도되었는데 N。 따alcolm의 경우는22) 그 대표적 사례 

20) W. P. Alston , P뻐lθsophy 0/ Lαnguage(Prentice-Hall ， 1964) , pp.32 f'o/49l 
참죠. 

21) PhilosoPhy of Science(London, 1953). 
22) Knoψledge aηd Certainty(Prentice-Hall, 19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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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 미국에 있어서의 일상언어에의 관심은 후기 Wittgenstein과 Austin 

에 성취해놓은 철학적 성과블 언어 이외의 다른 철학적 문제들을 풀어 

나가는 데 응용하는 방향으로 크게 쏠렸다고 볼 수 있다. 일상언어 분석 

이외에 언어에 대한 새로운 접근볍은 N oam Chomsky가 이룩해 놓은 

變形生成文法理論이다 23) Chomsky 변형생성문법의 기본가청은첫째 모 

든 언어에 공통되는 普遍的 構造가 있오며， 둘째 이 보펀적 구조는 인간 

의 마음 속에 옮天的으로 주어진 一聯의 規則에 지나지 앓는다는 것이 

다. 그리하여 언어는 다름아닌 마음 속에 주어진 휩遍s"J 規則들의 外形

셉얀 表出의 한 형패로 파악된다. Chomsky는 언어에 二重的 構造가 있읍 

윤 주장한다6 음성 학적 @ 가 호적 요소에 의 해 표현되 는 表面構造(surface

structure)와 ;意味論的으로 확인되는 深휩構造(deep structure)가 바로 그 

것 이 다. Chomsky에 의 하면 文法은 根底部(base component) , 變形部

(transformational component) , 意味部(semantic component)로 구성 된 

다。 근저부는 언어의 가능한 심층구조가 무엇인가블 규정해주는 일련의 

규척이며 변형부는 심층구조가 어떤 방식으로 표면구조와 대응되는가를 

규정혜주는 규칙들이며 y 의미부는 의미론적 표현요소들이 어떻게 심층 

구죠와 연 결되 는가를 규정 해 주는 규칙 의 체 계 이 다. Chomsky의 Aspects 

of the Theory of Syntαx (l965)가 출현한 후? 변형 생 성 문볍 야 돈은 서 로 

대립된 두 진영으로 발전되어 갔다。 그 하나는 統離論(syntax) ， 意味論

(seman tics)의 二分論을 주장하는 Chomsky와 Jackendo표 등의 노선 이 며 

다른 하냐는 통사론과 의미론의 구분을 배격하는 Ross , LaKoff, Postal , 

McCawley 등의 노선이다. 좀스키를 비롯한 변형생성문법론자들의 관섬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자연언어의 논리적 구조블 밝히는 알이다。 

그러나 일상언어 분석에 관심을 두었먼 철학자들이 자연언어의 -般的

構造블 해명해줄 -般的理論의 개발에 무관심했음에 반하여， 변형생성 

문볍이론가들은 자연언어의 일반적 구조의 해명에 魔心한다。 일상언어에 

꽤한 분석이 철학적 문채를 해결하기 위한 기초작엽으로서 철학자들에 

의해 수행되었음에 반하여 3 변형문법은언어구조자체의 해명에만관섬을 

가진 언어학자들에 의해 主導되어 왔다. 그리고 변형품법이론은 시간상 

으로 보아 나중에 나다난 이론이묘로 그 이전의 언어에 관한 철학적 논 

23) Chomsky의 주요저 술 Syntactic Strαcture; Aspects of Theory of Syn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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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들외 결함을 인식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그 이론들로부터 여러가지 

이론책 영양분을 섭취하여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여거서 잠시 언어에 대한 철학적 관심의 연원과 그 변천이 지니는 함 

축성을 간추러 보자。 전기 Wittgenstein의 rpicture로서의 언어」나 논리 

싣증주의의 r cognitive meaning을 가진 언어」는 賣據를 결정할 수 있는 

문장과 전위를 결정할 수 없는 풀장 (員도 應도 아닌 풀장들)을 구멸하 

는 하다의 기준의 문제와 관련된 것이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이 때의 意味論(theory of meaning)은 置理論(theory of truth) 

과 연결된 것이었다。 어떤 푼장이 의벼륜지녀고 었느냐없느냐:하는 풀 

음은 그 둔장아 흉이나 띔로 결정될 수 있느나 그렇지 않으냐의 풀음요 

로 1:31-구어 놓을 수 있다。 이렇게 意味論이 옳理論과 결부-되어 논띄획체 

될 해 y 買이나 嗚로 판가름될 수 없는 문장들은 언어의 분석대상 밖으 

로 추방되고 만다。 란리학의 문장이나 형아상학적 개념을 담은 많은 문 

장이 그 추방의 대상이다。 후가 버트겐슈타옆과 오스틴의 시선은 언얘 

가 지니고 있는 여러가지의 쓰임새에서 나타나는 기능과 그 가능야 지 

난 행위적 성격에 향한다。 이것은 置理論을 염두에 두고 意味의 푼채를 

제가하는 시션과는 다른 차원 위에 선 시선야다。 후거 벼트겐슈다언에 

게 있어서는 한 문장이 진위치를 가졌느냐는 질문플은 보다 더 포활척 

언 질문， 즉 그 문장이 어떤 목적오로 쓰였느냐3 혹은 그 문창은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문장야냐는 물음야 대랍되고 단 후 제기되는 야차척염 

불음 ó 로 이해된다。 모든 분창야 오직 하나왜 기응을 가첼 것야 아녀 

다。 연애란 언간의 삶의 하나의 양식야묘로 삶의 문맥 속에셔 그 언어 

가 수행하는 역활야 무엇언가 함야 앤애애 대한 제일랴척앵 물음얘 아닐 

←수 없다。 문장의 진위치의 문제는 문장의 역활 내자 가놓α1 무엇언가 

함야 대탑되고 난 후， 야를테변 그 문장야 사설묘사척 기능을 하도홈 작 

용팩었다고 할 경우에 체가확는 물음야라고 해척훨 수 었다 Austîn왜 

<consta뼈ve와 performative의 훈벌은 언어를 묘사척 카능에만 주쭉밟얘 

보먼 종래의 철학적 지선악 펀칩성을 폭로한 껏 01 략고 보여진다。 후71 

빼트겐슈타언은 언어의 쓰임새의 다양성을 지적함오로써 고착된 사고의 

폐쇄성을 드러낸다。 J. Sear1eol fpromiseJ라는 말이 지닌 수행책 정격을 

분석 혀얘 도댁 잭 언사의 휴성 을 부각시 카 려 한 시 도는24) 때Tittgenstein ， 

24) S명eech Acts(1 969) , p맹.175^'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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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stinòl 개척해놓은 새로운 지평 위에서 거둔 하나의 수확이다. 置理’

論의 문제는 언어와 사설세계와의 관계의 지평에서 제거되는 문제이다. 

전기 버트겐슈다언이나 논리실증주의자플의 철학적 물음은 바로 이 地

zp:위에서 제기되는 물음이다. 이 혜 제가되는 의미론은 이런 지평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나 후기 벼트겐슈타인이 제기하는 언어의 쓰임새 

(use)의 문제는 언어와 인간과의 관계의 지평에서 제기되는 물음이다. 

진리의 문제는 인간이 언어를 가지고 셰계를 묘사하는 쓰임새의 한 

경우에 불과하다. 그리고 묘사를 한다든가 명령을 하는 것은 언간이 언 

어를 가지고 수행하는 인간 행위의 하나라는 점을 여기셔 우리는 분 

명히 읽을 수 있다. 이것이 후기 벼트겐슈다언과 오스틴이 개척한 언어’ 

의 새 지평의 모습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두 개척자들이 려놓은 언어의 

새 지평 위에서 이루애지는 철학적 분석의 성격도 분명히 읽을 수 있다。 

John SearIe과 ￦. P. Alston등의 speech acts의 이 론에 대 한 캠 토가 올 

바로 수행되려면 이 천체적언 조망 아래서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언어 

의 쓰엄새와 관련하여 동창하는 언어 행위의 개념을 직캡 언어의 의미 

론으로 탈바꿈시커 려는 AIston과 같은 지도는 문제의 지펑을 혼동한 사 

례라고 나는 본다. J얘1Il Searle은 언어 행위의 한 형태로 운리척 언사언 

fpromiseJ라는 개념의 분석을 통해 윤리학의 여론적 근거의 한면을 부각 

시키려 했다@ 이것이 보여주고 었는 것은 우리가 「말의 쓰임새」나 「언어 1 

행위 J라는 개념의 지평에 서 있는 한 우리는 「의머의 문채」와는 다른 

지펑에 서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종래 Quine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 

이 의 미 론 (theory of meaning) 과 지 시 론 (theory of reference) 을 전 연 

다른 문체로 파악했는데， 의미론을 지시론과 결부지켜 절명하려는 시도 

가 수행되어 왔는데 D. Davidson은 그 대표적 경우이다。 25) 이것은 의미， 

론에 대한 새로운 接近樣式의 하나라고 보여진다。 

25) D. Davidson, "'Truth and Meaning" (1967) in Readiηgs in the Philosophy" 
of Language edited by Rosenberg and Travis(Prentice-Hall 1971); “On 
Saying τhat" in 때Tords and Objects edited by Davidson and Hintikka' 
(D. ReideI , 1969); μτ‘rue to the Facts," in Joμrnα1 of Philosophy, VoL 
66: ι'Sernantics for Natural Languages" in On Noam εhomsky edited 
by G. Harrnan(Anchor Books, 1974); “ In Defense of Convention" in Truth.‘ 

Syntax and Modality edited by H. Leblanc(North Holland ,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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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L\뿔哲學옐 톰쩌l 

心理哲學은 心理的 權;옳3 心理現象을 설명하는 理論의 근거를 따져보 

려는 철학의 한 분야이다。 서양철학사에서 마음(mind)의 청체를 밝혀보 

려는 시도는 끊임없이 수행되어 왔음은 周知의 사살이다. 특히 데카르 

트 이후 마음과 물칠의 관계를 둘러싼 여러가지의 理論이 산출되었다。 

최근의 分析哲學의 테두리 안에서 대두한 心뭘에 關한 주목할만한 업장 

은 物心同~論(mind-body identity theory)과 基準的 行動主義(criterio-

logical behaγiorism) 이 다。 物心同-論은 心理的 言語와 勳理的 言語7}

논리적 구즈와 사용방식에서는 다르나y 意識狀態라는 것은 사싶상 물질 

상태 혹은 물질과정과 동일하다는 이론이다‘ 이 이폰을 옹호하는 대표 

적 인 사람은 u. τ。 Place， J. J. C。 용mart ， 묘erbert， 합eigl 등이 다。 (6) 勳'Ü

同一論의 골자플 랄리 표현하면 이렇다"없과 같은 종류의 감각%이라 

는 말의 意速겨- "p 따 같은 종류의 두뇌과정"이라 말의 의미와 다르얘 

만9 야 두 귀 철이 지 시 하는 돼 상(reference)은 동일하다。 

이 同一論이 함축하는 것은 사람이 특정한 종류의 감각을 가질 척마 

다 특청한 종류의 신경생리적 과정이 그에게 일어난다는 볍척이다。 그 

러므로 척에도 同i論이 다당하기 위해서는 二L 法빽에 대한 경험척 팩 

증이 헬요하다。 만일 우리가 뼈아라는 類의 감각을 가지고 있을해 그애 

돼응하는 P 라는 類 신경생리적 과정이 확인될 수 없다면 物心閒-→論은 

참돼다고 활 수 없다。 그러나 위에 말한 心理現象과 神經生理的 現象과 

-對一 對應關係가 있다블품則은心身同一論의 타당성을보증해주는 充

分條件은 아니 다。 왜 냐하면 -ι對-‘ 對應關係는 心身拉行論(Parallelism)

에도 다당하거 혜문이다3 心뭘illL行論은 섬리현상과 신경쟁리척 현싱-얘 

동시에 拉行하여 얼어냐고 있다는 것을 말하나3 心과 뭘이 서로 다륜 

두 개의 싣체임을 언정한다。 心物l司一論은 그려묘로 심리현상과 신경쟁 

리 현상의 -對- 對應關係의 ft證 이 외 에 單純뾰原理의 적 용을 요구한다。 

측 감각척 경험을 신경생리적 현상과 같은 물질상태나 과정과전연 다른 

범주에 속한다는 존재론을 택하는 것보다 그것을 동일한 것으로 보는 

26) 뺨eigl ， 생he Mental and Phys:ical'’ in Minnesot，α Stμdies in the 뼈iloso뺑Y‘ 

of Scieηce， 이r 01. m pp.28""97. 그리 .::ïL Place, Smart. 뼈agel 풍왜 소론을 

워 해 셔 는 Modern Mαterialisηt: Reαdings 0 11. Mind-Body Identity edited' 
by John O'Connor(圓arcourt ， Brace & ￦orld ， Inc. 1969) 참조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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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론이 더 단순하다는 것이 단순성의 원리가 요구하는 내용이다. 

心뭘問題이l 관한 또 하나의 중요한 입 장은 基準的 行動主義임을 앞에 

서 지적했다 27) 기준적 행동주의는 관잘할 수 있는 행동이 心理文章을 

사용하는 기준이 된다는 이론이다. 이것은 후기 버트겐슈타언이 私的 言

諾(private language) 라는 관념 에 관한 비 관적 논의 에 그 쁨리 플 두고 

있다， 私的 言語 논의는 우수한 찬반돈의 대상이 되어왔오며} 그 논란은 

50년대 후반기와 60년대 전반기에 걸쳐 영마 철학계를 동요시컸다g 私

的 言語는 現象的 言諾(phenomenal language) 일반의 가능성과 연관된 

교콸적언 意좁블 가작고 있다。 현상언어 란 現象主義(phenomenalism)가 

가본언어라고 보는 언어 뽑 아녀라， 섬;:q적 언어 일반을 지칭한다. Locke , 

Berkeley, 묘ume윤 패 표로 하는 영 구 경 험 론괴- Descartes의 #쳤心二元論， 

物心同-→論야 기본언어로 삼는 언어가 현상적 언어라고 私的 言誼논의자 

는 해석한다‘ 버트겐슈타인과 그의 후계자들은 이러한 여러 천학적 엽 

장의 맡바닥에 갇련 私的 言語는 자세히 분석해보면 싣제로 불가능한 것 

임이 드러난다는 것이다。 결국 벼트겐슈다언적 사고에 의하면 그들의 

철학적 입장은 私的 言語가 가능하리라는 가정 위에 서 있는데? 그것은 

결국 空中樓關이라는 것이다， 

私的 言語는 언어 사용자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이다。 사적 언어의 

사용차이외의 다른사람이 그 언어륜사용하는 것은 이폰작오로 불가능 

하다. 어떤 사람이 자가의 어떤 종류의 의식상태를의미하는 말로 "E'~ 라 

는 기호를 쓰기로 혼자 결정했다고 하자。 “E"가 무엇을 뜻하는지 그 언 

어의 사용자 본인 밖에는 알 수가 없다。 그런데 어떤 기호체계(언어)가 

제대로 사용되려면 사용규칙이 있어야한다@ 그려나 私的 言語의 청우는 

그 사용규칙의 존랩이 불가능하다。 어떤 규칙이 존립하가 위해서는 그 

규척의 준수 여부를 가려낼 수 있는 그 어떤 객관적 기줍이 었어야 한다e 

그러냐 사척 언어의 경우에는 그련 객관적 기준야 았을 수 없다。 왜냐하 

면 &6E" 라는 가호가 제대로 사용되었는지블 가려낼 수 있는 것은 사용자 

자산의 생각의 범위를 벗어 날 수가 없다。 “E"가 올바르채 사용되 었다고 

사용자가 생각하다는 것이 바로 μE’9가 올바로 사용된 것과 폼일하기 때 

27) 묘. Albritton, “On Wittgenstein's Use of the Term “Criterion"; A. Donagan, 
“ Wittgenstein on Sensation"; A. Kenny, "Cartesian Privacy썩 N. Malcolm. 
“ Knowledge of Other Mind," in Wittgenstein edited by G. Pitcher(Double
dog & Company, 19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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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사용자의 생각이 바로객관적 사실과 동일한 것이 되고 있기 째 

문에， 사용자 자신의 생각을 넘어선 그 어떤 기준도 찾을 수 없기 때문 

이다。 이 사적 언어에 대한 논의가 밝혀내러는 것은 언어란 일정한 규칙 

에 따라서 그 쓰임이 결정되며 y 그 규칙은 公的 사용기줌을 가질 때 기

능하다는 것이다。 

기준적 행폼주의는 섬리적 문장의 사용거준이 그 문장이 적용되는 사 

람에 관련된 관찰활 수 있는 행동이라고 본다。 cþ라는 섬리적 둔장의 사 

용기준은 그 행동을 기술하는 문장 @이다。 그러면 심리문장 ￠와 행몽을 

서술하는 문장 여는 어떤 논리적 관계에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가줍 

적 행동주의의 대탑은 이렇다@ 행위플 기술하는 문장 #는 심리상태블 

나타내는 문장 @의 충분조건여 아니다， 펄요충분조건인 경우 기준적 행 

동주의는 일종의 心뭘論理還元論이 휠 것이다。 

거춘적 행동주의에 의하면 행동을 서술하는 문장 ￠는 어떤 적합한상 

황에서만 심리문장 ￠의 사용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그 적합한 상황을 

기술하는 문장을 C 라고 한다면， C와 @는 야를 논려적우로 함축한다고 할 

수있을까? 이것을기호화하면 (C.Ø)그￠이다e 그러나 기준적 행동주의 

는 위의 논리적 함축관계블주장차지 않는다。 c와 @가 주애졌다고 해서 

여를 논리적오로 연역할 수는 없다. 그 관계는 논리적 충분조건이 아녀;;} 

싣천적 충분조건이라고 그들은 주장한다. 예를 들어 3 병원 침대에 도혀 

누운 사람이 쩡그리는 표정을 할 때 우리는 그 드러누운 사람이 고통야 

략는 심리적 과정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상적 반응이다。 병원 

침대에 드러누워 있다는 것은 히나의 상황(ε)이요y 그가쩡그련 표정율 

한다는 것은 (1))다@ 이 것으로부터 우리 는 그가 고통을 겪 고 있다(cþ)는 샘 

리적 상황에 대한 인식을 하고 그것에 대해 여러가지 反應을 하는 것얘 

人關의 자연스려운 태도이다。，‘x가 아프다”는 심리적 진술을 하는 것은 

바로 위와 같이 상황에서 이루어진다고 기준적 행동주의자는 주장한다ι 

기줍적 챔동주의에서 기술적으로 사용되는 심리적 문장이 무엇을 71 
술하늄가 하는 물음을 제기할수 있다。 이에 대해 기순적 행동주의의 밴 

응은 이렇다. 그 심리적 문장이 기술하는 것이 대상의 의식상태이건 무 

엇이건 그것은 섬리적 언어의 사용과 그 의미와는 상관없다。 이러한 번a 

응은 결국 존재가 궁극적오로 어떻게 되었는가는 과학적으로 밝혀질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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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 요 논리적오로 단변키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암암리에 말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기준적 행동주의의 관심은 심리적 문장이 도대체 어떤 논리적 

근거 위에서 사용되고 있는가를 해명함에 있다。 그와 함께 그것은 짐리 

언아에 대한 그풋펀 분석 위에 둠대하고 있는전통적 철학의 여러 이론의 

허구성을 폭효하려 한다。 이에 반해 심신동일론은 마음과 몸은 존재온적 

오로 동일한 하나의 싣체임윷 주장하려한다. 심신동일론은 마음과 신체 

에 관련된 科學的 증거와 단순성의 원리에 의해 그것을 옹호하려 한다。 

심신동일론은 단순한 논리적 분석에 토대한 철학이론이라기 보다는 과 

학에 토대블 둔 하나의 현대판 형이상학적 이론의 한 유형이다. 기순적 

행동주의는 언어에 관한 논리적 검투 이상을 넘어서서 사변적 논의를 

펴려하지 않는다， 

분석철학 안에서 나다난 心理哲學에 관한논의는경험과학으로서의 心

理學의 가능근거를 살펴보는 데 그 意義가 있다g 짐리학이 적어도 경험과 

학우로서 가능하려면3 짐리적 언어의 논리적 구죠를 밝히지 않￡면 안된 

다。 심략안어기- 사용되는그객관적 기준은 결국심리학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채일차적인 과제가 아닐 수 없다。 현대에 나타난 시-회과학의 방법 

론적 모색은 인간의 심리현상을 어떻게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 탐구할수 

있을까 하는 물음에 춧점을 맞추고 있다e 과거의 전통철학에서 인간외 

마읍은 경험적 담쿠의 가능성에 대해 그러 밝음 시사블 북역주지 풍했다. 

그 첩에 있어서는 Kant도 이 렇다 할 공헌을 하지 뭇했다 Kant는 物理

科學의 근거에 관해 설명을 내놓음￡로써 경험과학의 가능성에 관한 비 

교적 체계를 갖춘 과학철학적 이온을 제출해놓았다n 그리하여 이제까지 

순수이 돈적 탐구의 總稱과 같이 생 각되 었던 哲學오로부터 分科科學의 독 

됩을 계기로 철학은 자기의 正體와 과제를 새로이 규정했다. Kant 이후 

나타난 정 신과학(Geisteswissenschaft) 과 자연 과학(N a turwissenschaft) 

외 구별은 物理科學의 철학오로부터 分家 後 생거난 학문의 새로운 규L 

펙선이었다. 정신과학과 자연과학의 二分法的 靈想 속에서는 아직도 

사회과학이라는 경험과학의 理;꿇은 잠든상태에 있었다. 이 째 정신과학 

은 가치나 종교의 문제품 인식되고 있었기 쩨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物

理科學의 방볍과는 전연 다른 차원에 속한 철학적 영역의 문제로 인식 

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해의 밑바닥을 점유하고 있던 중요한 것 

은 마음내지 정신문제였다. 마음 내지 정신이 어떤 것인가에 관한 해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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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칸트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동안은 마음에 관한 경험과학적 接近

이란 불가능한 시도로 인식되기 마련이다. 마음을 지배하는 원리는 인 

과율(Causality) 이 아냐라 自由라는 것이 칸트의 입장이다. 그리고 그 

마음의 움직임이 신체적 움직임 3 즉 신경생리적 웅직임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는 물음은 칸트의 관심 목록 속에는 없었다‘ 따라서 마음에 관 

한 객관적 9 실증적 년쿠란 기도될 수 없다。 경험과학으로서의 사회과학의 

理念은 마음에 관한 객관적 실증적 이해의 통로가 어다엔가 있으리라는 

가정 워에서 출말한다。 分析哲學 안에서 수행된 心理哲學의 많은논의는 

바로 경험과학오로서의 사회과학의 출현이라는 學問世界의 변화를 설명 

하고 검토하려는 철학적 활동의 결과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5. 規範橋理學왜 定호어|엌 뿔색 파 효 학 훌寶~-J빼g 뿔awls~1 IE훌훌폼 

vVittgenstein의 「論理哲學論考」와 논리실증주의의 검증이론이 낳은 

가장 충격적인 산물은 規範倫理의 g릎鍵에 관한 회의론이었다。 윤리의 

문장이 어떤 근거에서 그 타당성 여부가 관가름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회 

의 가 言語에 관한 논리 적 분석 오로 제 가 되 었다， R。 εarnap， C. L , Steven

son28 ) 등이 내세운 Emotivism은， 그러한 언어비판적 산물로 나타난 윤리 

적 발언의 正體가 무엇언가에 대한 하닥의 답안오로 나타난 이론이다。 

한마디로 윤리의 중심개념인 “good"과 “bad"는 情意的 意味(emotive

meaning) 만 가졌을 뿐y 인식 적 의 미 (cognitive meaning)는 없 다는 것 이 

의 그 골자이 다。 이 러 한 표motivism의 세 례 아래 分析哲學의 世界에 서 윤 

리학적 논의는 윤리아론속에 있는 윤리적 언어에 관한 메타이론적 분석 

의 문제에 한정돼어 왔다。 이러한 메타윤리적 윤리연구에서 규범윤리학 

의 정초의 모색에로의 전환이 시작된 것은 후기 비트겐슈타인과 오스틴 

의 언어사상이 일반화되는 60년대 전후해서였다@ 

규범윤리학의 근거에 대한 회의는 윤리적 말언 속에 담감 윤리적 낱말 

6‘좋음 “나쁨”이라는 말이 사실을 묘사하는 내용을 담은 말이 아마기 

때문에 9 그 말을 폭함하는 말언은 屬爾를 결정할 어떤 의거접이 없다 

는 생각에 뿐리박고 있었다。 바구어 말하면 울리적 발언은 그 어떤 객 

관적 사태를 묘사하는 내용을 담은 말이 아니라3 그 발언자자신이 가지 

고 있는 어떤 행위에 대한 감정 내지 태도를 표명하는 데 불과하다。 따 

28) C. L. Stevenson, Ethic$ and Langμαge(Yale，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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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윤리학은 그러한 발언자 개인 감정이나 태도를 나타내는 낱말을 

기둥으로 하여 건축되어 있으묘로 그 이론에 대해 어떤 휘환청을 부여활 
수 없다. 따라서 어떤 행위가 선한 행위인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려는 

規範倫理의 이론적 작업은 하나의 부질없는 헛수고에 지나지 않는다。 이 

러한 사고는 결국 규범운리학의 空白을 낳게 되었으며 y 적어도 이론의 

세계에 있어서는 가치의 무정부상태를 초래하게 되었다. 

19601란대 로 점 어 들어 價f直問題에 관한 논의 는 새 로운 잉:상을 떠 게 되4 
었다e 그 하나는 도덕 적 추리 (moral reasoning)의 합리 성 을- 해 명 하려 는 

작업이요， 또 다른 하냐는 적극적&로 規範倫理의 體系를 수럽하려는 

시도이다。 전자는 순리적 언사의 意味를 분석하던 이저1 까자의 메타윤리 

적 관심오로부터 윤리이론의 체계에 內용E해 있는 推理의 쭉當性의 근거 

를 분석해 보이고자 한다. 그렇게 함￡로 倫理理論이 事實科學의 理論과 

는 다르다 하더라도 그것이 주장될 수 있는 合理性이 있읍을 立證하고자 

한다. S. τoulmin， 29) Kurt Baier, 30) 따. G. Singer31) 등은 이 런 작엽 에 종 

사하는 대표적 철학자들이며 이러한 입장을 Good Reasons Approach라 

부른다 32)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도덕적 추리의 合理性을 전제하고 적극적으로 

규범운리의 체계를 세우는 작업을 하는 빠表的얀 예를 John Rawls에서 

말겸한다g 그의 著書 A Theory of Justice (l97l)는 최근 미국의 철 

학계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끌었던 철학적 저술이다. 그는 Plato와 

Aristotle 이래 윤리적 가치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 중심문제가 되어 왔 

던 正義에 관한 규범적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의 정의에 관한 규 

범적 논의에 있어서 특기할 만한 것은 -般的으로 승인될 수 있다고 생 

각되 는 前提로부되 論理的 演繹에 가까운 推理에 의 해 규법 적 가 준을 마 

련하려고 시도한다는 점에 있다。 이런 시도는 윤리적 언어가 안식적 의 

29) S. Toulmin, Aη Examination of the Place oj‘ Reason 싫 Ethics(Cambridge .. 
1950). 

30) K. Baier, The Moral Point of View(Cornell University, 1958); “ The Prac
tice of Justification," Journal of Value Inq쩌ry (1975) 。

31) M. G. Singer, Generalization in Ethics(Alfred A. Knopf , 1961); “Free
dom from Reason," 합hiloso양hical Reψiew (1970) 。

32) G. C. Kerner, The Revolutioη in Ethical Theory 참조. 



現代 美國學 : 哲學 158 

미를 결여하고 있다는 사유로 윤리이론의 객관적 다당성을 인청할 수 

없다는 종래의 메다윤리적 비판에 대한 새로운 代案오로 이해활 수 있 

다。 어것은 결국 이론의 세계에 있어서 윤리적 우정부상태를 극복할 수 

있다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시도이다。 

묘awls의 正義에 관한 규범적 기좋절정의 문제는 자유주의의 테두리 안 

에서 펑등주의가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물음요로 번역될 수 있다。 그는 

社會構成員間의 利害의 調整괴- 구성원의 몫을 규정하는 배분의 원칙이 

곰 사회정의의 原則이라고 보았다。 롤즈는 이들 원칙을 다음과 같은 두 

개의 명제로 표현하고 있다。 

@ 묘든 사람은 다른사람의 유사한 자유와상충되지 앓는한도내에서 

가장 광법위한 자유에 대한 동등한 권리블 갖는다---自밟優先健의 原

理e

@ 사회의 경제척 불평등은 다음의 두 가지 죠ξ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조청되어야 한다----差等의 原理@

(가) 불평등은 最少受惠者(the least advantaged)에게 최대한의 이 익 

을 보장하여야 한다。 

(나) 불평등의 근원이 되놈 직위와 직무는 모든 사람에게 군등하거l 

공개되어야 한다。 

그러면 이러한 정의의 원칙와 청당성을 보증해주는 것은 우엇인가? 

Rawls는 계약돈적 입장에서 야 물음에 해답을 제시하려 한다。 이 원칙은 

자연상태에 놓여 있는 인간들이 서로 상반되는 이해를 조정하지 않죠L 

면 안 될 상황에서 「계약」에 의해서 도달되는 규법오로 설청된다。 야 

계 약이 맺어지는 상태를 Rawls는 原初的 立場(original position) 이 략 

고 부료고9 이 원효척 입장에 ￡함핵는 조건을 다음과 같야 물고 있다@ 

첫째 g 합의 당사자들은 합리척이어야 한다。 야것은 합외 당사자들에게 제 

시되는 여려가지 가능성 기-운페 어떤 것이 어떤 일을 달성하논 데 자장 

적함한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가졌읍을위며한다。 둘째로? 합 

의 당사자들은 「無知외 면사포J(γeil of ignorance)블 씀고 있액 야한다-。 야 

것은 합의 당사자가 놓여 있는 사회 적 위 치 나 조건에 대해 모른다는 가정 

위에 서 있어야함을 말한다。 달리 표현하면 합외당사자자신의 개인적 *,Il 
害의 문제가 고려되지 않는 상황을 말한다。 만일 계약 당사자가 자가 7[‘ 

어떤 사회적 a::.건에 놓이게 될 것언가를 알면g 그에 유려하도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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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입장을 고려하여〉 합의되는 문제들에 점근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련 개인적 배려가완전히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무지의 면사포」가 말 

하고자하는 것이다. 그리고 셋째로， 합의띈 내용은 힐반춰야어야 하며， 
적용에 있어 여1 외는 허용할 수 없다. 그리고 합의된 제원칙은 최종적인 

것으로 수청불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세 가지 조건이 층족된 상황이 바로 계약이 맺어지는 원초적 

입장이다. 이 원초적 입장은 서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사람들이 모여 

협동체제의 사회를 형성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을 때 3 그 협동체제를 규 

정하는 지도원리를 합의에 의해 설정하게 되는 출발점이다。 

이 출발접이 마련되고 나면y 순수히 논리적 절차에 의해 위에 열거한 

正義의 두 원리플 도출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Rawls의 기본사상이다。 

그러나 문제는 원초적 입장에 포함된 조건들y 예를 들면 인간의 합려성 

에 대한 가정이 과연 현싣적 인간의 행위와 어떻게 연결되겠느냐 하는 

문제가 심각허 고려될 수 있겠다@ 

Rawls는 원초적 입장에 있는 합리적 인간은最少極大化의 원리에 따라 

행동한다고가정한다. 즉합리적 인간은모든 대안들을， 그것을채택함오 

로써 초래될 수 있는 최악의 결과에 바추어 평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최소극대화의 원리가 함축하는 최소한의 위험부담을 내포하는 일을 채택 

하게 된다는 이 생각은 특정 심리학적 가정 위에서 있다. 그러나전쟁이 

나 도박같은 상황에서 반드시 사람들이 최소극대화의 원리에만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음이 사살이다. 말하자면 최소극대화를 추구하는 태도에는 

보수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보수적언 성격을 지난 인간이 합 

리적 인간으로 규정되고 나서， 형식적인 절차에 따라 논리적 추리를 하 

면 正義의 두 원칙이 도출된다는 것이 Rawls의 이온이 의도하는 바라고 

해석될 수 있다。 

正義의 두원척의 내용을 잠시 검토해보자. 첫째 원칙이 자유우선성의 

원 칙 (Priority of Iuiberty) 이 요 둘째 것 이 差等의 원 칙 (Difference Principle) 

또는 最少極大化의 원칙 (Maximin Principle) 이다. 이 두 원칙은 축차적 

오로 배열되어 있다. 즉 자유 우선성의 원칙온 상이성의 원칙에 우선한 

다. 따라서 첫째 원칙에 의하여 규정되는 인간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는 

→둘째 원칙에 따르는어떠한사회경제적 이익과서로바꿀수없다. 그러나 

자유 우선성의 원리는 펑등주의 원칙에 의해 강력히 제한을 받고 있다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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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y 기본적 자유는 어떠한 경제사회적 이익과 바꿀 수 없고9 어느 한 개 

인의 자유의 상싶이 그로 인해 다른 개인이 열게되는 보다큰 선에 의해 

정당화될 수 없음을 자유 우선성의 원리는 천명하면서도 다음의 두 가지 

경 우에 한해 자유가 정 당하게 제 한될 수 있음을 Rawls는 주장한다. 문명 

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펼요할 째와 사회질서와 안전이 파괴되어 

모든 사람이 자유가 위협받고 있을 해는 자유에 대한 균등한 제한이 부 

과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려고 롤죠에 의하면 差等의 원칙은 강력한 평등주의를 천명한다. 사 

회경제적 불평등이 어느 특청 사회협동체제 아래서 가장 불리한 처지에 

놓여있는 사람들9 즉 최소수혜자의 이익을 증진시키지 않는 한s 모든 

사회경제적 가치는 평등하게 배분돼어야한다。 출신， 지능， 체력 따위의 

자연적 자산은 그 자체로서 아무런 도덕적 가치를 갖지 못하며 오히려 이 

러한 차이는 사회정의의 원칙에 의해 교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차등 

의 원칙은 축차적오로 적용된다。 우선적으로 최소수혜자에게 복지의 극 

대화를 기하고 다음 순위의 최소수혜자의 복지를 극대화하는 과정을 반 

복하여 s 마지막오로 모든 저순위수혜자의 균등한 복지를 극대화한다。 

보다 우월한 자연적 재능의 소지자늠 상이성의 원칙에 .의해 자유 경 

쟁체제에서보다는 적은 몫을 받게 된다。 그렇다면 보다 유리한 촉건을 

구벼하고 있는 사람들이 差等의 원칙을 바탕오로 한 사회체제에 기꺼이 

호응하리라는근거는 무엇언가? 이것은 우리가원초적 입장에 포함된 조 

건오로서 「무지의 면사포」에 의해 야미 돼탑된 문제이다。 정의의 규범을 

계약에 의해 만드는 업장은 계약자의 개언척 자질이나9 그가 소속하거I 

될 사회적 계층에 관해 전연 모르는 상태였다， 따라서 그런 상태에서 

열람 결정된 합의의 내용은 최종적인 것이묘로9 나중에 자기에게 불리 

하다 하여 수정을 요구할 수 없다。 그리고 최소수혜자에게 우선적으로 

그 복지를 극대화하여야 한다는 원칙은 합리적 인간의 행동은 최소극대 

화에 따블 것이라고 심리학적 바탕 위에서 도출된 것이다。 

원초적 입장이란 합리적인 인간들이 모여 앞오로 이루어질 game의 규 

칙을 정하는 상황에 비유될 수 있다。 이 게임을 함에 있어서 자기가 어 

떤 역활을 하게 될는지 전연 모르는 상태에서 규칙을 정하고 있기 때문 

에 9 졌awls에 의하면y 가장 불리한 쩌지에 놓일 경우를 생각하여 그 가 

장 불리한 경우에 대해 우선적으로 복리를 극대화하자는 차등의 원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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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하게 되리라는 것이다. 差等의 원리는 현대 복지사회의 거본원리로 

서 Rawls는 제출하고 있다。 

Rawls의 正義論은 福~UJ:經濟的 自 由民主主義 制度의 理念을 合理的 根

據 위 에 定짧하려 고 한 規範倫理理論의 한 事例이 다‘ Rawls의 正義論은 

世紀的 關心을 접중시킨 것만큼 그에 대한 버판도 무시못할 정도에 야 

르렀다 33) 여하튼 이것은 메타윤리적 작업에만 몰두하던 현대 영미 철 

학자들에게 하나의 커다란 哲學的 地平을 열어준 것이 되었다。 

흉H. 驚 쓸 

우리는 지금까지 現代 美國哲學외 爭點이 무엇인가를 考察해보았다。 

그러나 이 考察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制約 밑에서 이루어졌다a 첫째 

로 미국철학의 王流블 分析哲學오로 간주하고 分析哲學의 논의에 한정 

했、으며， 둘째로 分析哲學은 영국과 미국， 기타 영어를 국어로하는 나라 

들과 북유럽의 제국의 哲學者들이 국가의 구획션을 넘어서서 학문적 교 

류를 동해 수행되어왔다는 사실 째문에 y 상당히 많은 경우에 미국철학 

자가 아난 철학자의 이론도 함께 언급하지 않￡면 안되었다。 그것은 문 

제의 성질상 불가피한 것이었다。 셋째로 여기서 爭點이라고 내놓은 문 

제의 선택은 통계적 자료에 의거한 객관적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철학잡지나， 말간된 저술들을 문제별후 구분하여 다루어진 반 

도수에 의해 중요성을 결정할 수도 있으나y 우리는 그런 방법에 의존하

지 뭇했다. 무엇을 爭點A로 보느냐 하는 것은 전적a로 필자 자신의 개 

인적 판단에 따랐다。 그려묘로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나의 爭點의 選擇

이 펀파적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 가 다루지 뭇한 문제 가운데 중요한 문제 로y 압leory of Action과 

Determinism의 문제 • Defìnition of Knowledge, τruth의 문제 , 1s와 

Ought의 문제를 들 수 있다。 

그리고 現象學的 昭究도 우려의 논의에서 제외되었오며， 묘。 師arcuse

등의 Neomarxist에 관한 논의도 제외되었다。 현상학이나 신마료크시즙 

의 논의는 미국철학계의 잎반적 관심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미국의 New 

33) Norman Daniels (ed.) , Reading Rαwls: ε'riticαl Stμdies of A Theory of 
‘lustice(BasÍc 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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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 for Social Research와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uffalo,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등은 현상학적 연구기- 활발히 이 

루어지고 있는 학교들이다Q 그리고 살존주의 철학은 일반적A로 종교학 

과와 신학교에서 주된 관심거리요 철학계의 일반적 관심사는 아다다。 

19601건대 이후의 미국젤학계의 일반적 경향이 무엇인가를한마다로표 

현하는 것은 지닥친 단순화의 오류를 면하가 어려울 것이다@ 그러냐 굳 

여 그런 단순화의 오류를 무릅쓰고 표현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경직된 경험주의적 언어이론g 그에 의거한 강한 반 

형이상학적 경향， 그려고규범척 윤리문제로부터 초연했던 위치로부·터 좀 

더 포괄적안 언어야론과 펀협한 경험주의적 안식론부로부혜의 탈피 y 종 

래꾀 전통철학에서 다루아오던 문제 전반에 대헥 냉정하게 채컴토하는 

일y 그려고 규법적 윤리문제에 대해 적극적안 자세료 셔서히 바힘어간 

다는 점이다。 

이러한 커다란 변화의 맡바닥에는 언어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문제가 

방향타로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보다 넓채 보면 20世

紀 分析哲學의 변화는 언어에 관한 이해의 색칼에 의해 그 모숨이 결정 

되어왔다고 해도 지다천 말이 아녀다。 최근 1960년대를 전후한 미국획 

철학계는 결국 후기 Wi ttgenstein과 l L. Austin의 언어관의 한 파급효과 

로셔 이해할 수 있지 앉을까 한다。 


